[ 주식회사 넵튠 임시주주총회 ]

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 365 조와 정관 제 18 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
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1. 일 시 : 2022 년 9 월 29 일(목요일) 오전 09 시 00 분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 번길 19, GB-1 타워 B1 층 대강당
3. 회의 목적 사항
<보고 사항>
감사보고
<결의 사항>
제 1 호 의안 :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 및 공고
상법 제 542 조의 4, 상법 시행령 제 31 조 5 항, 당사 정관 제 18 조 4 항에 따라 경영참고
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 및 홈페이지 공고하였으며, 금융감독
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
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대리행사 :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, 주주의 인감증명서
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① 위임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②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③ 위임인의 인감날인
7. 기타 사항
- 본 주주총회는 별도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참
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, 마스크 미착용 시 회의장 입장이 제한
될 수 있습니다.
- 불가피한 사유(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주주총회 장소 이용 금지 조치 등)로 인하여
일시,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, 변경
즉시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, 9 층(수내동, 도담빌딩)
(☏070-4808-2559)

주식회사 넵튠
대표이사 정 욱, 유 태 웅 (직인생략)

별첨 1. 합병의 개요

별첨1. 합병의 개요

１ 합병의 목적
㈜넵튠과 ㈜애드엑스는 게임 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광고 수익 최적화 플랫폼의 효율적 운
영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와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합병하고자
합니다.

２ 합병의 방법
본 합병은 합병회사 ㈜넵튠이 피합병회사 ㈜애드엑스를 흡수합병하는 건입니다.

３ 합병의 요령
가) 합병일정

구

분

일정

이사회결의일

2022년 08월 01일

합병계약일

2022년 08월 01일

주주확정기준일

2022년 08월 26일

주주총회 소집통지 예정일자

2022년 09월 14일

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

2022년 09월 14일 ~2022년 9월 28일

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

2022년 09월 29일

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

2022년 09월 29일 ~2022년 10월 19일

채권자 이의제출기간

2022년 09월 29일 ~2022년 10월 31일

합병기일

2022년 11월 01일

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공고일

2022년 11월 01일

합병등기 신청예정일

2022년 11월 03일

신주의 상장예정일

2022년 11월 18일

나) 합병 후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
합병존속회사인 ㈜넵튠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(2022년 10월 31일 예정) 현재 합병소멸
회사인 ㈜애드엑스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보통주식(액면금액 500원) 1주
당 ㈜넵튠 보통주식(액면금액 500원) 99.0648914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를 발행합니다.

다)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
구분

합병법인

피합병법인

기준시가(주1)

14,941

해당사항 없음

본질가치(주2)

해당사항 없음

1,480,123

- 자산가치

8,816

164,393

- 수익가치

해당사항 없음

2,357,277

상대가치(주3)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합병가액

14,941

1,480,123

합병비율

1

99.0648914

(주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
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습니다.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
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.
(주2)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
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.5의 비율로 가중산
술평균한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.
(주3)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
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,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
였습니다.

４

합병신고에 관한 사항
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
사로서 본건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. 당사는 2022년 08월 05일 공
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여 2022년 08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
합 신고수리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.

５

기타사항
-

본 합병의 합병계약서는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피합병회사인 ㈜애드엑스의 이사회 결
의(상법 제527조의2에서 정하는 간이합병)를 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-

합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(https://dart.fss.or.kr)의 주요사항보고서
(회사합병결정), 증권신고서(합병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